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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학의 리더십교육 

신의항(기초교육원초빙교수)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은 2006년 9월 서울대학교 리더십센터 설립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다. 필자는 준비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유수의 연구증심 사립대학(하버드， 콜럼비아， 스탠포드， 유펜， 듀크 ， NYU, 노스웨스턴)괴 주립대학(버클라， UCLA， 플로리다 

주립 대， 매릴랜드， 콜로라도)은 물론 등록학생 규모는 적지 만 우수한 인문교육 중심 대학(월리 엄스， 엠허 스트) 등 미국 대학 학부교과과정 

의 리더 십 관련 강좌와 기타 프로그램 자료를 검토하였다. 

스탠포드 대학을 비롯하여 매렬랜드 대학이나 플로리다 주립 대학， 콜로라도주립 대학에는 다양한 리더십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데， 

이틀 과목틀은 여러 개의 교과목을 서너 단계로 구성하여서 사전에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교과목을 지정하고 있다. 이처 럼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았기 때문에 라더쉽 쿄육이 연속적이고 단계적P로 쿄육이 이루어지고 었다. 

학부생을 위한 리더 십 고팩은 일반적으로 이론(theory) ， 실습(pr actice) , 자기 성찰(reflection)의 세 분야로 구성 된다. 이론교육은 

리더섭의다양한이론과리더십 연구자들의 견해를이해하고사례연구에서보고된효과적인 리더십의 여러 측면을평가히는데에 중점을 

둔다. 실습은 이론적으로 익힌 지식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관리기술， 연결망 구축능력， 감성적 지능을 향상시 키는 한편， 스스로 

비전을 창조하고 리더십 능력을 통해 그 비전을 달성하도록 돕는다. 또한 라더십 교육익 성찰은 자신의 리더십 통찰력을 평가하고， 과거와 

현재의 경힘을통합하여서 앞으로의 성공을가늠하도록하며 또성공을위해 필요한능력을계발하도록한다. 

먼저 학부의 리더 십 과뜩에서는 리더 십 이론의 발전사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았는데， 많은 대학에서 강조하는 리더 십 관련 이론은 사회 

변통이론이다. 사회변동이론의 측면에서 리더십은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사회변화를 위해 함께 참여하는관계로 이해된다 따라서 

마국의 리 더 쉽 교육에서는 사회 적 인 책 임 G30cial responsib ility)파 공동의 선(common good)을 위한 참여 (engagement)가 중시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강조하는 것이 일곱 가지의 핵심가치 안데， 바로 자아의 식(consciousness of self), 타인과의 조화(con gru en ce), 사회적 

의무(commitmen t), 공동의 목적 (common purp ose), 협통(collaboration) ， 타인을 배려하는 논쟁 (controversy with civility) 및 

시민의식(citizensh ip) 등 일곱 개의 “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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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라다 십의 가치 중 자아의식이 나 타인과의 조화 · 사회 적 의무는 개인적인 차원 

에서， 공동의 목적 · 협동 · 타인을 배려히는 논쟁은 집단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시민의식 

은 국가사회차원에서 각각 그 기능이 나타난다. 즉 사회변통이론은 개인 ， 집단， 사회의 

세 차원 간， 그리고 일팝 개의 가지 간에 작용히는 역통적 상호관계를 통해서 공공의 선을 

위힌 바람직한 사회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힌다. 

리더십 교육과정에서두 번째로중요한부분은현장실습을통한 체험적 학습이다. 고등 

교육의 중요한목적 중의 하나는지역사회를 위한공공의 선을 발전시키는데 공헌하는것 

이며 그러한목적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한 학습(community service learning)이 중심 이 된다. 미국 대학에서는 처1험 

학습을 위해 다양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은 지역사회의 자선가관， 시민단체， 병원，학교， 양로원， 고이원， 교도소， 피해여성 

보호기 관 등에서 일정기 간 통안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그라고 연방 상 · 하원 정부기 관과 주 의회 주정부부처의 인턴 프로그램에도 

참여할수있다 

리더십 교육은 리더십 이론 실습과 함께 자신의 리더십 품성배양을통한 자아빌견 개빌 및 성찰을포함한다. 학부생 리더십 과목의 

강의 계획 서를 검토해 보면 학생의 학엽 평가에서 성찰 관련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른 나라의 학부교육 

과정과비교해볼때， 체험교육과 자기성찰훈런이 강조되고 있다는점은 미국대학리더십 교육의 중요한특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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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교육은 리더십을 주제로 한 수업에서 이론적 지식을 배우고 그 지식을 현장실습에 

적용하는제험학습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리더십 자질을 성찰하는훈련을 강조하고 있다. 

이 부분에는 자신이 가지고 았는 품성의 장단점을 리더십의 기본 특성에 비교하여 조명해 

보는 과정 이 포함된다. 그리고 현장실습에서 나타난 자신의 행위 양상을 돌아보면서 향후 

요구되는 리더 십 소양을 갖출 수 았도록 학습방향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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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 럼 자아 발견 및 개발을 위한 학습프로그램으로는， 구체 적으로 자서 전 쓰기 와 존경 

하는 리더에 관한 에세이 작성 등이 있다. 또 라더보부터 배운 점을 기술히 거나 지역사회의 

리더들에 대한 인터뷰를 해보고 그들의 활동에 참여하고 관찰히는 과정도 었다. 이밖에 

대중연설을 위한 준비 , 석탁에서 의 예의 범절， 상황과 장소에 맞는 적절한 복장 갖추기 , 효과적인 토론기술 등의 실질적인 훈련이 자아 

발견과 개발을 위한 학습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었다. 

학생들은 이러한훈련을마친 후교실로 돌아와서는 자아발견， 자신의 리더십 비전에 대한보고서 혹은 자서전을 작성하여 제출한후 

지도교수의 평가를 받게 된다. 이라힌 리더십 성찰에서 강조되는 헝목은 랴더십의 책임， 윤리， 도덕성， 정신(spiritu ality) 퉁이다. 이와 

같은 자기성찰적인 학습을통해 학생들은참다운가치 바람직한 리더십의 상을 얻게 된다. 

현재 미국 대학들은 현장체혐의 펼요성을 절감하고 리더십의 산 교육을 위한 체계적 인 지원방안을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사구조와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재정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사회 정치 인사나 기업지도자 또 동문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과감한 변화를시도하고 있다.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미국 내 소수민족과 저소득층 자녀 등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여러 대학에서는 

대학교육 l세대 등에 속하는 학부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리더십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미국대학의 관심을 드러내는예라고할수 있다. 




